학회 공지
학회지 발행 안내
학회지 시리즈 A
제61권 제1호(통권 176호) 2022. 2.

이진아·이수진/ 단위 조정 3단계 학생의 비례
문제 해결에서 나타나는 분수 지식
고은성·탁병주/ 우리나라 초등학교 수학에서 가
능성 지도에 대한 고찰과 개선 방안 탐색
최은아/ 세기 후반 조선산학서에 나타난 평면
도형 관련 내용 분석
박진환·신보미/ 중학교 수학 교사의 수업 성찰
실행 연구: 학생의 참여를 촉진하는 교사의 담론
역량을 중심으로
박만구·김지영·김민회·윤종천·이정민/ 온라인
수학 수업 분석 및 자기 평가를 통한 수업 개선
사례 연구: TRU 분석에서 공정한 접근, 자율성
및 주도성, 평가 영역을 중심으로
방정숙·이유진/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의 등식
이해 및 해결 전략에 대한 교사의 지식 분석
김용석/ 학업적 자아개념 및 교사와 부모의 학
업적 지원이 수학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직˙간접적
인 영향력에 대한 종단적 분석
여승현·이지영/ 문제제기 및 해결을 통한 한국
과 미국 예비교사의 분수 곱셈 이해 탐색
박미미·김연/ 두 초임 수학교사의 수업의 질에
대한 연구
권오남·김영록·고호경·임해미·박정숙·박지현·박
수민·이경원·박진희/ 미래세대 수학교육표준 개발
을 위한 기초 연구
학회지 시리즈 B
제29권 제1호(통권 95호) 2022. 2.

BHAVANA DESHPANDE & AMRISH
HANDA/ Common n-tupled Fixed Point
Theorem under Generalized Mizoguchi-Takahashi
Contraction for Hybrid Pair of Mappings
YOUNG-HEE KIM & YONG CHAN KIM/
Topological Structures in Complete Co-residuated
Lattices
YUE-WU LI & FENG QI/ A Sum of an

Alternating Series involving Central Binomial
Numbers and Its Three Proofs
BISWAJIT SAHA, SUBRATA PAL &
TANMAY BISWAS/ Some Results on Uniqueness
of Certain Type of Shift Polynomials sharing a
Small Function
YAMIN SAYYARI/ A Refinement of the
Jensen-Simic-Mercer Inequality with Applications
to Entropy
SEUNG-JO JUNG/ A-Hilbert Schemes for
  
 



TANMAY BISWAS & CHINMAY BISWAS/
Relative (p,q,t)L-th Type and Relative (p,q,t)L-th
Weak Type Oriented Growth Properties of
Wronskian
M. VIVEK PRABU & M. RAHINI/ Obtaining
Weaker Form of Closed Sets in Topological
Space using Python Program
MUKUT MANI TRIPATHI & JONG RYUL
KIM/ Fractional Vector Cross Product
BÜLENT NAFI ÖRNEK/ On a Class of
Analytic Function related to Schwarz Lemma
학회지 시리즈 C
제25권 제1호(통권 66호) 2022. 1.

조영미/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 변천에 따른 각
기둥의 정의에 관한 고찰
조미경․김세영/ 온라인 수학 수업에서 상호작
용 설계에 대한 초등교사의 교육요구도 분석
황지현․김진호․권나영/ 초등 예비교사의 수학
교수·학습에 대한 신념 측정을 위한 도구 개발
송동현․박영희/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에 제시
된 비례추론 과제의 분석
김남균․김수지․송동현․오민영․이현정/ 초등
수학 개방형 과제의 해법 공간 분석 연구
김용석/ 수학적 모델링에 대한 초등학교 예비교
사들의 인식변화
박만구/ 수학문제에 대한 예비교사의 인식분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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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회 공지
학회지 논문 투고 안내

학회지 시리즈 A, B, C, D, E는 특별한 투고 마감 일자가 없습니다. 논문이 접수되면 3인의 심사
를 거쳐, 심사결과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게재가 결정됩니다.
1) 시리즈 A에 투고하시는 경우:
홈페이지(ksme.info)에서 접수해 주십시오. 원고는 글로 편집양식에 따라 작성 후 보내주시기 바
랍니다. 영문사항(제목, 저자명, 주소, 초록)을 첨부하여 주십시오.
seriesa@hanmail.net(시리즈 A 방정숙/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)
2) 시리즈 B에 투고하시는 경우:
홈페이지(jksmeb.org)에서 접수해 주십시오. 원고는 LaTeX을 사용한 원고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편집양식에 따라 작성 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문의전화: 02-2220-0892 (시리즈 B 편집실 박춘길/한양대학교 수학과)
3) 시리즈 C에 투고하시는 경우:
홈페이지(ksme.info)에서 접수해 주십시오. 원고는 글로 편집양식에 따라 작성 후 보내주시기 바
랍니다. 영문사항(제목, 저자명, 주소, 초록)을 첨부하여 주십시오.
문의전화 : 02-6737-1167 (시리즈 C 편집실 김남균/청주교육대학교 수학교육과)
4) 시리즈 D에 투고하시는 경우:
홈페이지(ksme.info)에서 접수해 주십시오. 원고는 MS워드를 사용한 원고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jksmed@hanmail.net(시리즈 D 김진호/대구교육대학교 수학교육과)
5) 시리즈 E에 투고하시는 경우:
홈페이지(ksme.info)에서 접수해 주십시오. 원고는 글로 편집양식에 따라 작성 후 보내주시기 바
랍니다. 영문사항(제목, 저자명, 주소, 초록)을 첨부하여 주십시오.
문의전화 : 02-6737-1167 (시리즈 E 편집실 서보억/충남대 수학교육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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